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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클럽하우스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클럽하우스에 가입한 사람은 1~3장 정도의 초대장을 얻게
되며,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로 초대장을 보

내서 그 사람을 가입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클럽하우스는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폐쇄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클럽하우스는 애플의 iOS
기기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도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이 클럽하우스는 그 소통 방식이나 가입에 있어 상
당한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는 여러 유명인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작
용하는 듯하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나 미국의

클럽하우스의 ‘녹음 불가’ 정책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유명

한편 클럽하우스는 언급한 것과 같이 대화 내용은 대화방

다고 한다. 유명인이나 여러 업계의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

아프리카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별도 인원

유명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 등이 클럽하우스를 이용하

음성 채팅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의 돌풍
최근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서비스를

고르라고 하면 클럽하우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클럽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나 정치인,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있
를 하면서 궁금한 점도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 클럽하
우스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만 있다. 유튜브나

제한 없이 방송을 볼 수 있고 (설정에 따라) 라이브 종료 이
후에 다시 볼 수도 있는 것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우스는 2020년 3월에 출시된 음성 채팅 기반 소셜미디

더 나아가서 클럽하우스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

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용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 배포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클

어로, 2021년 3월 기준으로 출시된 지 1년 정도 밖에 지
숫자가 1천 만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클럽하우스는 소셜미디어, 즉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존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배포 등을 할 수 없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대화방 이
럽하우스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
해 대화 참가자들은 그 대화가 외부에 유출될 염려 없이 더
욱 부담없이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영상이나 글 등을 사용

다만 클럽하우스 측에서는 해당 대화방이 유지되는 동안

점이다. 그리고 대화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화 종료 전에) 해당 대화방에서 차별, 혐오, 학대, 허위 정보

할 수 없고, 오직 음성 대화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있고(다만 최대 인원제한이 5천 명이라고 하니 그 인원수

가 적지는 않다), 해당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은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듣는 것만 가능하며 다시 재
생하거나 들을 수는 없다.

은 일시적으로 대화를 녹음해두며 대화방의 누군가가 (대
유포, 지적재산권 침해 등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

고 신고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유지하여 조
사를 진행하며, 조사가 완료되거나 별도의 신고 없이 대화
방이 종료된다면 녹음 파일을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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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하우스 대화방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재생해도 괜찮을까?
클럽하우스는 이용자가 녹음 및 배포를 할 수 없다는 정책을 취하

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상 ‘공중’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화방에서는 아무 얘기나 해도 무

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화방에 입장하는 것 자체는 (인원 제한이

고 있으므로 결국 대화방에서 오고 간 얘기들은 휘발되어 버리는
방할까? 대화방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공유된다면?

데, ‘공중’의 정의는 불특정다수인과 특정다수인을 모두 포함하

있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현실적으로 제재가 가능할까?

서 저작권법상 ‘공중’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클럽하우스 대화방에서의 저작권 침해시 현실적으로 어떠

등의 콘텐츠를 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자체에서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녹음, 배포 자체를

는 점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와는 성격이 다르고 실시간

스라는 점에서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이슈가

만약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데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공유가 이루어진다

음성 스트리밍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 내에서 불법 파
일 공유 등을 하는 경우와도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는 어떠한 종류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권자가 갖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여야 한다. 우선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이
문제될 수 있을텐데, 대화방의 내용은 실시간으로, 즉 동시에 수
신하는 방법으로만 들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에 접

근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권법상 전송보다는 방송에 가까울 것

있을 것이다. 클럽하우스는 별도 저장이나 녹음이 불가능한 서비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복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클럽하우스에서 스트리밍되는 대화

내용은 RAM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고정이 될 것이므로 일시적
복제로서의 복제권 침해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클럽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더군다나 국외에서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클럽하우스 정책 위반으로 인해 서비스

규율할 것인지는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를 하기는 어렵다. (별도의 녹음기를 사용하면 녹음 자체는 가능

를 금지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렇게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
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나아가서, 대화방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여 클럽하

럽하우스 정책에서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클럽하

있음을 전제로 지적재산권 침해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
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방의 누군가가 녹음을 하여 신고

결국 클럽하우스 대화방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등의 경우 저작권 침해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클

방에서 여러 번에 걸쳐 침해가 일어났다면 그만큼 손해액도 높

우스가 조사하도록 하는 절차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
우스는 현재 직원은 10명 정도에 불과한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이루어지는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준거법이나 국제재판관할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부터 결정

이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클럽하우스 서비스에서 저작
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클럽하우스 측에서 조

사 담당 프로세스나 인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하

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한다면 미국
에서부터 규제 이슈가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있다. 더군다나 클럽하우스는 미국 서비스여서 한국어로 이루

클럽하우스 대화방 내용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점이나 ‘녹음

미지수이다.

지만, 반면 유명인들로 하여금 (off the record로 말하는 것과

어진 대화나 음악 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대응 가능할지도

한편, 어떻게든 조사를 거쳐 침해 증거가 확보되더라도, 일단
대화는 이미 종료된 상태일 것이므로 금지청구는 현실적으로

문제되기 어려울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입증이 어렵
다면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이나 제126조의 법
원의 재량에 따른 손해액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클럽하우스 서
비스 특성상 제한된 숫자의 사람을 대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
고, 녹음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침해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높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여러 대화

불가’ 정책은 저작권 침해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같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도 현재 클럽하우스를 사용하는 다수의 이용자들
은 저작권 침해의 용도보다는 유명인들이나 각계 각층의 사람

들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한 점에서 대화 종료 후의 재생이나 녹음을 강제하
는 등의 정책이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바람직한

지는 의문이다. 클럽하우스 이용자들이 클럽하우스를 저작권
침해나 여타 위법 행위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솔직한 목소리
를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 클럽하우스 서
비스의 개성과 특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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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물을 위탁‧관리하는 저작권 신탁단체다.

올해 기관 명칭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 바꾸며 향후 저작권자
권익 보호 영역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김종율 이사장은 코로나19와 해외
저작권 침해 이슈 등으로 침체됐던 저작권 시장을 차근차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저작권 시장을 만드는 것, 그와 협회의 숙원이자 희망이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종율 이사장

Q1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Q2 올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발전에 기

협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이로써 협

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협회의

회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를 말씀드리면 문학‧학술‧예술분야 저작권자의 권익을

종전에는 신탁단체 또는 창작자 단체에 한하여 회원가입이 가능

보호하고, 문학‧학술‧예술분야 저작물의 권리를 위탁 받아 관

했는데, 이제 개인 권리자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리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2025년도부터 정회원으로서 총회 참

협회 설립 당시, 저작물의 복사에 대한 권리 관리 업무로 시작

석 및 대의원 피선거권 행사, 대의원은 임원(이사) 피선거권 행사

하여 현재는 어문‧사진‧연극‧영상‧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작권 관리 영역이 종전의 ‘어문‧미술‧

관한 신탁관리업무,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

사진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에서 ‘전송‧방송‧전시‧공연‧2차

지원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등 4종의 보상금에 대한 징수‧

적저작물 작성권’ 등이 추가되어 저작재산권 전부로 확대됩니다.

분배 업무, 그리고 저작권 연구, 저작권 입법제안 등 창작자‧

이에 그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사용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이용자를 위한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

금년 하반기에는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 요율을 현실화

제 복제권 기구 연맹(IFRRO,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원 소통창구 및 이용자의 이용허락 창구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및 국제 저작권 관

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작

리 단체 연맹(CISAC,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물 권리자 및 이용자에게 정보접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회원 활동을 통해 외

상시적 침해 대응 및 법률 구제 활동 또한 강화해 회원 저작물을

국 30여 개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 상대국 저작물의 보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호·이용에 대해서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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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복제에 대한 권리자 보상 확대, 어문·사진·미술 등 저

협회 비전

작권자 및 저작물 확보 업무, 보상금 분배 확대 및 미분배금
최소화를 역점으로 삼으셨는데요. 작년 한 해 어떤 성과들

미션

이 있었나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실 작년 한 해는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괄목

신뢰받는 저작권

발전에 기여

무, 보상금 분배 확대 및 미분배금 최소화는 충분히 달성했
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달성이 되어

전문기관으로 도약

전략목표

종료되는 임무들은 아니므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

저작물
1. 어문·사진·미술
2.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집중 관리 대표성 확보

습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저작권자 권리 보호

Q4 4만 명 넘는 신탁자 저작물 관리를 넘어 신탁 저작물
유통까지 실현하고 있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회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식 제고 및
4. 저작권
지원

주요과제

협회 발전의 원동력은 건전하고 유익한 문학‧학술‧예술 저
작권 시장 조성에 대한 열망에 있다고 봅니다. 음악 등 재이

국내·외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

용이 활성화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어문‧사진‧미술 분야

창조적, 진취적 사업
수행

저작물은 관리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외국의 다른 유사
단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징수액이 턱없이 저조하죠.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대리중개업체가 횡행하여 시장 균열이

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에 상응하는

시작되었고 시장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

저작권 사용료는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는 저작권 신탁단체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는 이러한 문제를 다뤄 볼 계획입니다. 저작권에 진심인 분

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건전하고 유익한 저작권

들을 모셔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시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권리자‧이용자 그리고 우리협

책을 모색하겠습니다.

회 임직원의 열망이 우리 협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존재의

Q6

마지막으로 협회와 함께 나아가는 저작권자들, 그

리고 회원사에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향후 계획에 대해

저작물 이용자에게

활성화하여 문화산업

자 보상 확대, 어문‧사진‧미술 저작권자 및 저작물 확보 업

Q5

창작자 및 저작권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할만한 성과를 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표로 삼았던 권리

이유입니다.

비전

코로나19로 저작권자, 이용자, 협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서도 말씀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광명

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한류로서 한자 문화권을 넘어, 이제

이 오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편안한 일상으로

K-WAVE로서 동‧서양 구분 없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

회복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다. 이는 외국에서의 한국 저작물 이용 또한 폭발적으로 증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상호관리계약 확대

디지털 저작권 기반
마련

저작권 연구 강화

불법 저작물 사용의
근절

저작물 신탁 및 이용
계약의 확대

C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저작권의 교육·홍보 확대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강화

Korea Literature,
Academic works and
Art Copyrigh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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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
힙합 스트리밍 사이트 ‘Spinrilla’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 소송에서 승소하다
글. 구민승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진 /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들어가며

04

USA

2017년 2월 미국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유니버셜 뮤직 그룹

글. 구민승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진 /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애틀란틱 레코딩(Atlantic Recording) v.
스핀릴라(Spinrilla)
사실관계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이용자는 크게 일반 이용자와 DJ 이

용자로 나뉜다. 일반 이용자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업로
드된 낱개의 음원 또는 여러 음원을 하나의 앨범 형식으로

편집한 믹스테이프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음원은 대부분 DJ 이용자에 의하

트 등”)을 런칭하고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Spinrilla
사가 Spinrilla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4,082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티스트 계정을 통하여 mp3 파일 음원을 Spinrilla 웹사이
트 등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다.

1. 저작권 침해 여부

므로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권으로 보호되는 음원을 스트리밍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Spinrilla

웹사이트 및 Spinrilla 모바일 앱(이하 “Spinrilla 웹사이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결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저작
공연권 을 침해하므로 저작권 직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1)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과 같은 인
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로 주장되는 경우, 단순히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개

체적으로 공연을 수신할 수 있는 대중이 동일한 장소 또는

별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수신하는 것과 관

계없이 어떠한 장치 또는 방법에 의하여 공연을 공중에게 송
신, 기타 전달할 권리를 말한다.

동영상 데이터가 전송되는 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하고,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의 임시

메모리에 전자 수신되는 즉시 음악저작물을 들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트리밍을 17 U.S.C. § 106(6) 상 공연이라
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다운로드는 음악저작물
의 디지털 복사본이 포함된 전자 파일을 온라인 서버에서 로
컬 하드 드라이브로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용자는 다
운로드 전송 중에 해당 음악저작물을 들을 수 없으며 전자파
일이 이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후에만 음악저작물

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17 U.S.C. § 106(6) 상 공연이라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체를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스트리밍의 정의를 근거로 법원은 Spinrilla 웹사이

보기 어렵고, 매개체를 소유한 자가 실제로 저작권자의 권리

리밍한 행위는 공연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

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침해행위와 불법복제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S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란 구

동영상 데이터의 꾸준한 흐름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저작권(공연권) 직접침해에 해당하며, 피고는 미국 저작
권법 세이프하버 조항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

권자는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의하여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티스트 계정을 생성해야 하고, 생성된

원을 업로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Spinrilla 웹사이트 등으

제프리 딜런 코플랜드(Jeffery Dylan Copeland)를 상대

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Spinrilla사는 힙합

Copyright Act, DMCA) 17 U.S.C. § 106(6)에 따르면 저작

미국법원은 먼저 스트리밍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음원 또는

2020년 11월 30일 위 사안에 대하여 조지아 주 연방지
방법원은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여 업로드된다. DJ 이용자들이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음

등(이하 “원고들”)과 함께 피고 스핀릴라 유한 책임회사

(Spinrilla, LLC, 이하 “Spinrilla사”) 및 Spinrilla사의 대표

13

미국법원은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서의 스트리밍 행위가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을 녹음한 파일을 스트
단으로 원고들의 음악녹음물을 공연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
들의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1) 17 U.S.C.§106(6)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해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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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스트리밍 서비스

원고들은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원고들의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주

피고 Spinrilla사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17 U.S.C.
주장하였다.

AUSTRALIA
03

USA

로 다수의 연방법원이 이미 피고가 직접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였거나

Spinrilla사가 주장한 17 U.S.C. § 512(c)에 따르면 인터

이를 직접 야기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넷서비스제공자는 관련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4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Perfect

해당 제공자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
USA

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공연권 침해의 ‘정범’으로 볼 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참고

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10, Inc. v. Giganews, Inc., 847 F.3d 657 (9th Cir. 2017), Disney Enters. Inc.

크상에 인터넷서비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용자

3)
리밍 행위를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규제의 필

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침해행위는 스트리밍이
연권이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가 원고들의

불리는 조항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은 스트
요성이 컸던 소리바다나 웹하드에서도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의 ‘방조’

었고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가 주장된 저작권은 녹음물에 대한 공

17 U.S.C. § 512는 일명 세이프하버(Safe harbor)라고

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장 외에도,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배포권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복제권을 각각 침해한다고 주

§ 512에 따라 피고의 법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02

15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

시사점

2.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 적용 여부
USA

글. 구민승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진 /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책임만 인정되었을 뿐인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도 복제로
보고 있고, 스트리밍은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 의한 면책도 되지 않을 것

이므로(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참
조),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전송권 침해의 정범으
로서의 책임보다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의 방조책임 성부만 검토되어
도 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v. Hotfile Corp., 798 F. Supp. 2d 1303 (S.D. Fla. 2011) 등 참조].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의 적용

여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서로 구분한

선스 확보 전에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

17 U.S.C. § 512(c)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면책되기 위

직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해당 스트리밍 서

의 자료를 저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하

뒤, 다운로드 서비스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의 행위가

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자격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자격 요건 >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인식2)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경우 침해하는 콘
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비
활성화하여야 할 것

②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할 것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수신할 지정대리인

③ 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지정하고, 동
일한 지정대리인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할 것
2)

추정적 인식(red flag knowledge)이란 침해행위가 명백한 상황의
사실 또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비스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자격요건은 위 3번 지정대

리인의 지정과 등록에 관한 것이었다. Spinrilla는 사전

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고 판단하였다.

에 위 1번 및 2번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3번의 자

한국법상 Spinrilla의 행위를 공연권 침해의 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

하는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동일한 지정대리인을

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

격요건 중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지정대리인을 지정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놓치고 이 사건이 제
기된 날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뒤늦게나마 완료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세이프하버 조항의 자격요건을 모
두 충족한 날(즉 지정대리인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한

하여 본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

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

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
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날)인 2017년 7월 29일 이전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
에 대하여서는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양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
결할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라이
공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제

한하여 볼 수 있다. 다만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른 혜택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용 가능한 세이프하버 조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고 Spinrilla사와 같이 세이프하버 조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침해저작물 1건 당 최대 15만 달
러(약 1.6억 원) 상당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다.

3) 이성호,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미와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25호 (1996.

11.), 599, 604. 윤선희 등,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법적 문제 : 스트리밍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13호 (2003), 301 등 참조.

Atl. Recording Corp. v. Spinrilla, LLC, No. 1:17-CV-00431-AT, 2020 WL 8370840 (N.D. Ga. Nov. 30, 2020)

Tiffany Hu, Hip-Hop Streaming Site Can't Escape Labels' Copyright Suit, Law360 (Dec. 1, 2020), https://www.law360.com/articles/1333448/hip-hopstreaming-site-can-t-escape-labels-copyright-suit

Statement of RIAA Chief Legal Officer Kenneth L. Doroshow on the Spinrilla Ruling, RIAA (Dec. 1, 2020), https://www.riaa.com/statement-of-riaa-chieflegal-officer-kenneth-l-doroshow-on-the-spinrilla-ruling/

Ashley Cullins, Streaming Platform Spinrilla Found Liable for Users' Copyright, billboard (Dec. 2, 2020) https://www.billboard.com/articles/news/9492359/
spinrilla-liable-users-copyright-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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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의 추진내용과 법적의미
사실관계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31일 공표된 초기 법안은 강력한 중재규정을 두
고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협상하도록 요구
할 뿐 아니라 각 당사자(호주 언론사 및 거대 플랫폼)가 3개

USA

2021년 2월 25일, 호주 하원에서 뉴스콘텐츠에 대한 사

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
무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

tory Bargaining Code, 이하 “뉴스미디어 협상법”이라
한다)’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 배경은 첫째, 광고에 기반한 언론

콘텐츠가 공정하게 보상받음으로써 저널리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둘
째,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9년 6월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European Union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9/790)’을 통해 언론사에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온

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
였다(지침 제15조). 그간 독일 , 스페인 등 개별 국가를
1)

2)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

호주 뉴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
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자율적 협상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디어기업들은 수익구조에서 난항을 겪게 되었고, 뉴스

이다. 이러한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해 프랑스는 2019년

1,000만 호주 달러(약 85억 원) 혹은 관련 뉴스 기업의 총매

출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재과정보다 더 첨예한 사항은 플랫폼기업은 사전

에 뉴스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변경사항을 언
론사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독자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4) 또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뉴

스콘텐츠를 “중요한 뉴스(Core News)”로 한정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어길 시 천만 달러(한화 약 87억 원)
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자 EU 단일시장 차원에서 통일된 법적 보호를 마련한 것

그러나 이러한 초안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강력한 반대에 직

10월, 유럽국가 중 최초로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인접

엔진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페이스북은 실제 호주

권법을 마련하였고 추후 EU회원국들은 지침 발효일로
3)

부터 2년이 되는 2021년 6월 7일까지 각자 국내법 개정
을 완료해야 한다.

호주의 이번 입법조치는 캐나다나 다른 유럽국가들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호주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부과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하여 살
펴본다.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미디어 회사와 상업적 계약 등을 통해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대

사 수익구조의 악화다. 광고가 구글·페이스북을 비롯
한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기업으로 쏠리면서 호주의 미

특히 이 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호주정부가 “해당

용되는 최저 산업 표준에 따라 강제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USA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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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호주 뉴스미디어 산업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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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게 되었다. 구글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의 뉴스기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하였다. 결국

중재 조항이 완화된 최종수정안이 통과되게 되었다. 최종수
정안에 의하면 언론사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가 합의를 이

루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각자의 제안내용을 독립된 중재기
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기관이 합의를 위한 하나의 제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가 완화되었다. 또한 차별적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최종안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가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사

용료 지불협상에는 벌금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정되었다.

1) 독일은 2013년 8월 ‘인접저작권법(Ancillary Copyright Law)’이 발효되어
검색엔진이 자신의 사이트에 언론사의 뉴스, 기사 등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2) 스페인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 2014년 10월 28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니펫세’를 도입하였다.(스페인 개정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
스니펫(snippet)은 사전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 혹은 정보의 일부를 의미한다.

3)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2019년 7월 24일
법(이하, 저작인접권법, LOI n° 2019-775 du 24 juillet 2019 tendant à créer
un droit voisin au profit des agences de presse et des éditeurs de presse)

4) Furgal, U.(2020.09.15.). Making Google and Facebook pay? Comparing

the EU press publishers’ right and Australian Draft Media Bargaining Code,
Create( https://www.create.ac.uk/blog/2020/09/15/making-googleand-facebook-pay-comparing-the-eu-press-publishers-right-andaustralian-draft-media-bargaining-code/ 2021.4.13.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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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미 : 유럽과 차이를 중심으로

지 않는다. 유럽 지침 역시 이러한 법적 기초를 완전히 해

일한 목적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

설한 것이다. 특히 유럽은 호주와는 달리 저작인접권 부

호주와 유럽은 뉴스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지불이라는 동

에는 차이가 있다. 유럽은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에 기

02

반하고 있으나, 호주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
AUSTRALIA
03

USA

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은 언론사에게 저작인접권이라

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에 기반하여 플랫폼은

USA

실제 언론사와 플랫폼 간의 협상 절차에 대하여는 침묵
하고 있다.

기 위해 협상과정의 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사자

5)
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자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취해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

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산정에 고려해야할 사항들
도 규정하고 있다. 즉 호주 입법의 초점은 거대 디지털 플
랫폼 기업과 언론사가 힘의 불균형 속에서 정상적 협상

은 지난 2월 17일,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콘텐츠 사용료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
은 한계가 있으며, 호주처럼 ‘불공정한 시장의 개선’ 측면
에서 언론사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6)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협상력의

또한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지침을 적용

볼 수 있다. 그러나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스 언론사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디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쟁법적 관점이 중심이라고

Consumer Commission)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러

한 협상의 법적 기초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디지털 플
랫폼에 의해 사용되는 뉴스콘텐츠의 헤드라인, 스니펫,

사진은 현행법에 의할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링크 역시 호주 판례에 의할 경우 공중송신에 해당되

19

여라는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한편 캐나다의 상원의원 클로드 카리냥(Claude Carignan)

다. 그러나 호주는 당사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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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 못한 채, ‘저작인접권’이라는 또 하나의 규제를 신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

간 합의가 불발되었을 경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등 당

04

18

하여 저작인접권을 실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프랑
지털 플랫폼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플랫폼은 뉴스콘
텐츠의 이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기초

하여 사용료를 지불받게 된다. 특히 언론사의 투자와 플
랫폼 서비스에서 뉴스콘텐츠가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
려한다.

유통의 상당수가 네이버와 다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

시사점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발전하는 것이며, 언론
의 자유는 올바른 정보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성실

하고 질 높은 우수한 뉴스콘텐츠의 생성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참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우수한 뉴스콘
텐츠의 제작에는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뉴스콘텐츠 제

작에 기울인 노력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뉴스콘텐츠 제작
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곧 뉴스콘텐츠
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훼손

하고 정보의 왜곡 또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민
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게 된다.

뉴스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집중적 유통은 비단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이 강세인 호주, 유럽

5) Proulx, B(2021.02.18.). Un projet de loi fédéral propose un «droit à la rémunération» des médias, Le Devoir,(https://www.ledevoir.com/
culture/medias/595404/face-aux-geants-duꠓweb-un-droit-a-la-remuneration-des-medias-propose 2021.4.13.최종확인)

6) 진민정,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Ⅱ, Media정책리포트, 2021년 2호, 16쪽

7)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국내에서 뉴스 콘텐츠 유통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는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고 싶어 하는
언론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두 포털 사업자가 포털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언론사를 결정하는 절차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디지털 뉴스
콘텐츠 시장의 왜곡과 이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론의 편향성을 야기한다는 언론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2015년 10월 설립된
기구이다.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으로 구성된다.

8) 그러나 국내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뉴스콘텐츠의 공정한 이용과 적당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이라기보다는 네이버와 다음에 입점을 희망하는 수많은 언론사들을 숫자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구순,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인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2, 50쪽)

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내 역시 뉴스콘텐츠 디지털
참고자료

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통

시장이 유럽과 다른 점은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에 언론사와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을 맺고 있

다는 점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7)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
는 네이버·다음과 개별적 계약을 통해 뉴스콘텐츠 제휴

나 검색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이처럼 국내 디지털플랫폼

의 경우 인링크 방식 제공으로 계약에 의한 뉴스콘텐츠 사
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에 대한 논쟁의 여지

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8)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콘

텐츠를 제공하는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의 경우는 예외

다. 국내에서도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인
접권에 기초한 유럽 방식과 불공정 경쟁에 기반한 호주 방
식 등 해외 입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실정에
가장 부합한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https://www.cnbc.com/2021/02/25/australia-passes-its-news-media-bargaining-code.html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2501001577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983512.html
Furgal, U.(2020.09.15.). Making Google and Facebook pay? Comparing the EU press publishers’ right and Australian
Draft Media Bargaining Code, Create( https://www.create.ac.uk/blog/2020/09/15/making-google-and-facebook-paycomparing-the-eu-press-publishers-right-and-australian-draft-media-bargaining-code/ 2021.4.13.최종확인)
Proulx, B(2021.02.18.). Un projet de loi fédéral propose un «droit à la rémunération» des médias, Le Devoir,(https://
www.ledevoir.com/culture/medias/595404/face-aux-geants-duꠓweb-un-droit-a-la-remuneration-des-medias-propose
2021.4.13.최종확인)
진민정,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Ⅱ, Media정책리포트, 2021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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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 ‘CASE Act’ 마련
글. 문건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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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미국 의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액 저작권 침해 대체적

분쟁해결법”(the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이하 “CASE Act”)을

04

USA

통과시켰다. 본고에서는 CASE Act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입법의 배경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연방 지방법원
에 소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돈,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

한 소액의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과정에서 지출되는 비
용이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커서 쉽게 소송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 2011년, 미국 의회는 저작권청에 상대적
으로 소액의 저작권 침해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과 가능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

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손해와 이익의 배상을 청구

CASE Act의 주요 내용

할 수도 있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정손해배

CCB의 구성, 기능의 개요

이 법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저작권분쟁위원회
(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CCB”)를 설치해서 소액의 저

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CCB에는 3인의 저작권분
2)

쟁위원(Copyright Claims Officers)을 두고, 이들이 민사 저작
권 분쟁에 대해 심의하여 손해배상이나 기타 회복방법에 대한

결정(determination)을 내리도록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
럼 CCB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참여는 자발적이다.

3)

하였다. 저작권청은 2013년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허용되는 구제방법

년 12월, 마침내 CASE Act가 입법되었다. 이 법은 위 2013년

CCB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 측에서 배타적 권리에

이후 의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다. 그리고 2020
보고서의 제안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1)

1)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gov/docs/smallclaims/) 참조(2021. 4. 20. 마지막 방문).

저작권자는 자신의 배타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대한 침해가 없다는 선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손

2) CASE Act 1502조 (a)항.

3) CASE Act 1502조 (b)항.

4) CASE Act 1504조 (b), (c), (e)항, 1505조 (a)항.

상으로 청구할 때, 한 절차에서의 금전배상 청구 합계액이
30,000불을 넘지 못한다(저작권이 정해진 시한 안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 저작물마다 15,000불을 한도로, 시

한 안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마다 7,500불을 한

도로 한다). 한편, 침해행위의 중지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CCB는 결정 안에 문제 된 행위의 중지 의무를 포함시켜

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에 있어서 통지를 보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같다. 악의적 행위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양 당사자들은 CCB에서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 보수

와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저작권청장은 한 신청인이 1년에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수의 제한에 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

다. 신청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이 되었거나 거절되지 않았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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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당사자의 행위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 또는 다른 부

들은 대면으로 출석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30일 이내에 위 결정에 반하는 증거나 정보를 제출할 수

가 없을 경우, CCB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부담

절차의 진행은 CCB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사자

게 송달해야 한다. 신청서의 송달 시에는 피신청인의 절
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
USA

을 경우 피신청인은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

USA

다)로 보낸다. 피신청인은 위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있다. 피신청인이 위 통지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하면,
CCB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을 고려하여 위 결정을
적절히 수정하거나 유지한다.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통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CCB는 위 결정을 최종적
인 결정으로 내리게 된다.

6)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참석을 중단할 경우,

를 준 후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거나 결정을 정정한다. 이
러한 신청을 CCB가 거절한 경우 당사자는 저작권청장의

리뷰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저작권청장은 그 거절이 재량
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한다.7) 결정에 대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결정이 사기, 부패, 사칭,

이내에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해

그 밖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경우, CCB가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등 아주 제한된 경우로 한정된다.

5) CASE Act 1506조 (c)~(i)항.
6) CASE Act 1506조 (u)항.

7) CASE Act 1506조 (w), (x)항.
8) CASE Act 1506조 (y)항.
9) CASE Act 1508조.

었다. 위 법의 집행을 위한 자세한 규정은 저작권청장이 정하
도록 하였다.

거나 회복조치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

입증할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여 증

하도록 할 수 있다. CCB는 이러한 결정을 준비해서 절차

그 당사자는 CCB가 그와 같이 판단한 때로부터 12개월 동안

해 CCB의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한도 두

다. CCB는 양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

한 법원의 리뷰도 제한적이다. 최종 결정일로부터 90일

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와 손해배상을

을 위한 것이거나 법적·사실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

서 청구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을 두고, 악의적인 당사자에 대

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될 것이어서, 무용한 절차가 될

CCB는 “결석 결정”(default determination)을 내릴 수

있다. 이때 CCB는 신청인에게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를

청 또는 방어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 다른 부적절한 목적

하였다.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절차 안에

법원의 승인

부터 30일 이내에 CCB에 재심의나 정정을 신청할 수 있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

그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한 당사자의 신청, 반대신

침해에 대해 배상을 받거나 다른 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류나 기술적 잘못을 발견할 경우, 당사자들은 결정일로

받은 지 60일 이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통지(opt-out
행되고, 피신청인은 CCB의 결정에 구속되게 된다.5)

하는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5,000불의 범위 내에서

CASE Act는 위와 같이 저렴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저작권

이 새로운 법이 정하는 제도가 잘 시행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결정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적·사실적 오

notice)를 CCB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정식으로 진

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법적·사실적으로 합리적 근거

시사점

CCB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8)

하고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

을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송달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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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된 피신청인의 모든 주소(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과 심리가 이루어진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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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통해 분쟁처리 신청을 하고 통신 수단에 의해 서면 제출

02

22

10) https://torrentfreak.com/us-passes-spending-bill-with-case-act-and-felony-streaming-proposal-201222/ 참조(2012. 4. 20. 마지막 방문).

어렵다.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일방 당사자가 CCB의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였

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
원에 결정에서 내려진 조치를 승인하고 이를 판결로 변환하
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이 유효한 한 그러한 명

수도 있다. 사진작가나 작곡가 같은 창작자들이 소액의 침해

에 대해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인 평가도 있다. 반대로 위 법이 “인터넷트롤”을 양산하고, 평

범한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대량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발
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10) 제도의 적절성은 향후 구

령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CCB에 의한 결정을 승인하는 명령

체적인 시행 규정의 제정과 제도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판

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피해당사자가 그러한 명령을 확보

장기적으로 위 제도의 장점을 취한 제도의 마련이나 저작권위

을 내리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거나 회복조치를 이
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9)

단할 일이다. 시행의 실제 효과를 살펴보아 우리의 경우에도
원회 조정제도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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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다
글. 신혜원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USA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은

2019년 대통령 메모랜덤으로 개시된 연방 정부의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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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토안보부의 메모랜덤상 이행조치 중 하나인 소비자 인식 캠페인을 준비함에 있어
사회 여러 단체들로부터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24

글. 신혜원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USPTO의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USPTO는 2020년 11월 17일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

25

에게 여러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줄 것을 공고하면서 다음
과 같은 항목을 주된 의견 요청 자료들로 제시하였다.

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National Consumer

①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판매에 관한 직접 및

Counterfeit and Pirated Products”, 이하 ‘소비자 인식 캠페

②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하

상자는 이해관계인들(stakeholders)로서, 지식재산권리자, 온

③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광고

Awareness Campaign on Combating the Trafficking in
인’)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1) 의견 제출 대
라인 쇼핑 플랫폼 등(online third-party marketplaces, third

party intermediaries) 기타 사적 영역의 이해관계인들로서, 공
사의 협업을 통한(public-private partnership) 소비자 인식 캠
페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 수립의 목적은 온라인상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유통이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위조 및 불법 복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

므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로부

터 소비자의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위해(危害)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

간접적 위해를 소개하는 교육 자료
게 할 전략

④ 이커머스 페이지에서 허위 및 오해를 유발하
는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

⑤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고 및 건강상 효과를 설
명하는 자동 경고문

⑥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상품에 대한
적신호(Red flag)가 될만한 표지

⑦ 소비자가 플랫폼 및 위조품 사용자를 모니터

링하고, 인지하며 알리는 데 참여할 것을 독려
할 인센티브

렴 중에 있다.2)

USPTO는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2020년 11월 17일부터

구체적으로 USPTO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직·간접

10일 자로 의견 수렴 기간을 재차 개시하여 2021년 3월 12일

적 비용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 관련자들

2021년 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이후 2021년 2월
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3)

1) Federal Register / Vol. 85, No. 222 / Tuesdays, November 17, 2020 [출처: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11-17/pdf/2020-25326.pdf (최종방문: 2021.
4. 19.)]

2) 해당 의견 수렴 공고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영업비밀을 제출할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 및 방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가령 밀봉(seal)하여 지정된

주소로 제출하고 비밀 정보의 목록만 공개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는 등), 법안 또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시 영업비밀을 수령하는 정부기관에서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제출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은 국내 각종 정책 수립 절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Federal Register / Vol. 86, No. 26 / Wednesdays, February 10, 2021 [출처: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2-10/pdf/2021-02724.pdf (최종방문: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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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USA

DHS 보고서 상 온라인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제안

02

우선 공적 영역에 있어서 DHS 보고서는 미 국토안보부 및 미국 정부에 대한 권유사항
(“Immediate Actions by DH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U.S. Government”)을 크

AUSTRALIA

게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제안하면서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 중 11번째

03

조치가 USPTO에서 시행하는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이다.
USA

USPTO 조치의 배경: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04

USA

수립

사실관계

위와 같이 USPTO가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실무의 여러
주체들로부터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

미국 소비자를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위험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 분
석을 토대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한 데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소

위와 같은 대통령 메모랜덤에 대한 이행 조치로, 미국

기 때문이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0년 1월 24일 ‘위조 및 불법 복제

비자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2019년부터 논의된 바 있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3일 대통령 메모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품의 불법 거래 방지 대책’(“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이하 ‘DHS 보고서’)4)

랜덤(Presidential Memorandum, “Memorandum on

을 발표하였고, 크게 공적 영역에서의 조치(미 국토안보

Goods”)을 발표하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비

유통 플랫폼5)) 두 영역에서의 위조 및 불법복제품 유통

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즈니스, 지식재산권자, 소비자, 국가 및 경제 안보 그리고

부 및 유관 정부 부처) 및 사적 영역에서의 조치(온라인
방지를 위한 권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4) 보고서 출처: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_0124_plcy_counterfeit-pirated-goods-report_01.pdf (최종방문: 2021.
4. 19.)

5) 구체적으로는 “E-Commerce Platforms and Third Party Marketplaces”에 대한 조치들로서, 국내 시장 환경에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오픈마켓으로 불리는 플랫폼들 정도를 상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미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어로 ‘CBP’)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이다.

7) 미 관세법 제321조(Section 321(a)(2)(C)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소액면세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을 허락하는 규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 중 1인당 1일 간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에
대해 목록통관을 골자로 한다.

8) 미 이민관세단속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약어로 ‘ICE’)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이다.

①

수입 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주체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

②

Section 321 환경7)에 대한 검토 강화: 간소화된 통관 절차에 대한 검

③

상습범에 대한 금지 조치; 미준수 국제 소포에 대한 대응 (미 관세국경

개선 (미 관세국경보호청6)과 공조)

증 강화 (미 관세국경보호청과 공조)
보호청 및 이민세관단속청8)과 공조)

④

위반적 수입품에 대한 민사적 벌과금(Fines and Penalties) 및 임시

⑤

메일 양식에 대한 고급전자데이터 제공 (미 연방우체국과 공조)

⑥
⑦
⑧
⑨
⑩
⑪

(금지)조치 부과 (미 관세국경보호청 및 이민세관단속청과 공조)

온라인 범죄 행위자들의 식별을 위한 위조품 대응 컨소시엄 계획 (워
킹그룹 주도)

법집행 자원의 분석 (미 관세국경보호청 주도)

현대화된 이커머스 법집행 프레임의 설계 (미 국토안보부 주도)

플랫폼에 대한 상표권 기여 침해 책임 현황 검토 (미 상무부 공조 요청)
비거주 수입자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미 국토안보부 주도)

소비자 인식 캠페인의 수립 (미 국토안보부 주도 및 유관 부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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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여러 제안들은 즉각적으로 조치하

and Third-Party Marketplaces”). 이들은 가장 바람직한 조치(“Best Practice”)들로 제안이 되

점진적으로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USPTO의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었고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9)는 업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항들의 준수를 장려할 의무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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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보고서는 공적 영역 외, 사적 경제주체들인 이커머스 플랫폼 및 일종의 오픈마켓에 대
한 바람직한 권고사항 10가지를 제시하였다(“Best Practices for E-Commerce Platforms

USA

28

가 있다고 DHS 보고서는 설명한다.

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무적으로 여러 법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대한 의견 수렴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캠페인 설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AUSTRALIA
03

① 포괄적인 약관의 작성: 법위반자에 대하여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재량
강화

USA

② 판매자에 대한 강화된 검증: 신원, 판매금지 전력,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상표가 부

04

착된 상품을 판매하는지 등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온 위조 및 불법 복제물의 불법 거

안전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USPTO가

③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건강과 직결되는 처방약 및 차량 에어백 등과 같은
USA

④ 신속한 임시조치10)의 이행: 침해 판매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상품의 삭제

⑤ 발견 이후 조치의 개선: 침해 물품 구매자에 대한 전액 환불, 권리자에 대한 통지 등
⑥ 해외 판매자에 대한 보장 요건: 해외 판매자의 경우 담보 제공 등 의무 부여
⑦ 미국 법집행에 따르는 은행을 통한 투명한 거래
⑧ 판매자에 대한 판매 개시 전 검증 강화

⑨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ID의 개설: 판매자가 다수의 프로필을 두는 경우 방지
⑩ 명확한 원산지 표시 공개

9)

USPTO 캠페인의 진행 경과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이른바 ‘IPR Center’)는 미
이민관세단속청 및 미 국토안보조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산하기관으로서, 무역 사기 등 지식재산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식재산 침해와 도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여러 기관과 공조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0) 한국적 개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의 삭제요청’과 유사한 임시조치를 의미한다.

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중, 소비자 인식 캠페
2021년 3월 12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으로 수렴한 의견
제출 관련하여서는 24개의 코멘트가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11), 상당 부분 이른바 권리자 협회, 단체,

법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약 4

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 팬데믹 이후 온라인 상거

래가 더욱 활발해진 요즘 글로벌 마켓의 실정에 부합하
고 실효적이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균형적
으로 반영한 캠페인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11) 출처: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PTO-C-2020-0044-0004 (최종 방문: 2020.

4. 20.)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Copyright Alliance,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IACC), U.S. Chamber of Commerce, The Alliance for Safe Online
Pharmacies (ASOP Global), The Federation of the Swiss Watch Industry (FH), LEGO Group 등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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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1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Good

미술에서 차용은 다양한 목적에서 시도되어 왔다. 동양과 서

분야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의 활용 내지 재해석이 상당

학습의 목적에서 선행된 작품으로부터 주제나 구도, 형태 등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는 표현이 있다. 이처럼 예술

글. 백경태 / 법무법인(유) 신원 변호사
저작권법은 분명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에서 문화 예술과 법의
간극은 멀기만 하다. 최근 패션 광고 사진을 리터치하여

히 빈번하다. 이러한 창작 활동 중에는 ‘차용(appropriation)’
이 있는데, 차용은 개념적으로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표현을 새로운 형상과 합성하여 별도의 작품을 창조하
는 제작 방법으로, 기존 작품을 자신의 창작물에 의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1)

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대가들의 양식을 계승하기 위한

의 요소를 빌어 작가의 작품에 응용하거나, 원작을 재해석하
거나 원작의 권위나 가치의 전복을 위한 시도, 또는 작품 표

현을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서 이용하는 등의 경우 외에도 의

도적인 원작의 원본성, 독창성을 해체할 의도에서 모방과 차
용이 이루어져 왔다.2)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안창홍 작가의 ‘디지털 펜화 첫 개

화제가 된 안창홍 작가의 ‘유령 패션’ 역시 저작권법상

인전-유령 패션’전의 작품들은 작가가 스마트폰 그리기 기

저작권 침해로부터 마냥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능을 통해 실재하는 패션 화보 사진 속 모델들의 얼굴, 손, 발

등을 지우고 작가의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창작물에 대한 재해석, 내지는 기존 작품의 형태를 빌어 작

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차용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유령 패션’이 저작권 침해 문
제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안
작가가 인터넷을 통해 구한 패션 화보들은 일단 누군가의 저
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사진 작가가 모델과 의상을 돋보일 수

있도록 피사체의 선택,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

메라 앵글 설정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해당 패션 화보들은 저

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함이 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안

작가가 별도 이용허락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복제권,
안창홍, 유령패션 Haunting Loneliness

1) 조경숙, “시각예술저작물의 차용을 둘러싼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미학적 검토”,
계간저작권 제128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9), 93-94면.

일러스트. 조윤주

2) 오세권, “한국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 표현에 대한 연구-회화 이미지의 차용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기초조형학회(2013), 162-164면.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권 침해 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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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경태 / 법무법인(유) 신원 변호사

분명 저작권법은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진을 바탕으로 많은 작업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현대미

프린스는 이후에도 또 SNS 이용자가 무단으로 게재한 유명

작권법은 가깝지 않다. 안 작가의 경우처럼, 기존에 존재하

Zone’이라는 연작을 창작하면서 사진 작가 패트릭 카리우

잘라서 원래 그 사진 밑에 달려 있던 댓글을 지우고, 자신의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술과 저

는 작품의 모방을 바탕으로 한 창작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적지 않게 불거져왔다.

사진을 이용한 차용 미술에 대한 저작권 다툼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미스터 브레인워시(Mr. Brainwash)’로 유명한

술가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는 2008년 무렵 ‘Canal
(Patrick Cariou)의 사진들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하여 저작

권 침해 소송을 당하였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프린스가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프린스의 작품 가운데 5

점을 제외한 25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진은 흑백 사진을
통해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3)과

티에리 구에타(Thierry Guetta)는 힙합 그룹인 Run-DMC의

그들의 환경을 묘사였다면, 피고는 거대한 캔버스에 꼴라쥬

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패소를 한 바 있다.

징, 구성, 설명 방식, 크기 등이 원고의 것과 다른 미학을 창

사진저작물을 차용한 그라피티 작품이 원작 작가로부터 저

또한,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는 AP사 소속의 사진
작가가 촬영한 사진으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
령 후보의 Hope 포스터를 제작하였는데, 이 포스터는 큰 반

방식과 색채를 입히는 방법으로 창작함에 따라 그 표현상 특

작하였다고 하여 프린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프린스가

33

사진 작가 도널드 그래험(Donald Graham)의 흑백 사진을

SNS 계정 이름과 풍자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

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결국 도널드 그래험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였다. 한편, 법원은 카리우 건과 달리 본 건
에서는 프린스의 공정이용 법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원래 사용된 구성, 재현 방식, 크기,

색채 등을 실질적으로 변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작품
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고의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창홍, 유령패션 Haunting Loneliness

작품 창작을 위해 카리우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향을 일으키며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었다. 하지만 AP사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안 작가의 사례를

들에게 있음을 근거로 하여 페어리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급

해 공정이용 내지 패러디 항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살펴보면, 안 작가의 작품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

페어리가 작업한 포스터의 바탕이 된 사진의 저작권이 자신

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정이용을 비롯하여 패러디

할 것을 요청하였고, 페어리는 해당 포스터의 권리는 전적으

항변이 법원에 의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난점이 존

로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AP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

재한다. 해외에서는 위 사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용미술

다. AP사가 페어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 사건은 결국

과 저작권 침해를 다룬 사례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정이

양 당사자들이 합의를 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용 법리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다툼 내지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판례와 사례가 누적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해야 하
고, 이는 곧 예술과 법이 부대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예술과 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는 최근 조영남 씨의 위작 사건

(좌) Patrick Cariou, Yes Rasta (우) Richard Prince, Graduation

과 관련해서도 예술과 법의 간극을 한 차례 확인하기도 하였

다. 문화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저작권법이 ‘유
Shepard Fairey, Barack Obama “Hope” poster

3) 에티오피아의 옛 황제 하일레 세라세(Haile Selassie)를 숭상하는

자메이카 종교 신자. 이들은 흑인들이 언젠가는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 이라고
믿고 독특한 복장과 행동 양식을 따름(출처: 옥스퍼드 영한사전)

령 법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이해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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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

AI 웹툰 서비스
‘투닝(Tooning)’이라면
가능해!

그림에 소질 없는 ‘똥손’이라도 괜찮다. 이제 글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쓱싹 웹툰 한 편을 그릴 수 있다. AI 스타트업
툰스퀘어에서 텍스트를 분석해 웹툰 이미지로 바꿔주는
투닝(Tooning) 서비스를 개발했다.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를 만나 기업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

Q

안녕하세요. 툰스퀘어와 AI 웹툰 서비스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의 힘을 믿는 기업 툰스퀘어입니다. 툰스퀘어는 인
공지능 기업으로서 기술(Tech)과 콘텐츠(Content) 관계를 연구하는

AI 스타트업입니다. 신규 서비스인 ‘투닝(tooning)’은 누구나 손쉽게
웹툰(Toon)을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창작 서비스입니다.

Q

삼성전자 C랩에서 사내 벤처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툰스퀘어’를 기획하게 된 배경부터 실현시키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툰스퀘어는 삼성전자 사내벤처(C-lab)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입니다. 저는 삼성 인공지능 부서에서 UX 디자이너로 꽤 오랜 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웹툰 창작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정식으로

웹툰 작가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업무와 병행하기엔 무리였죠. 마음

한 구석에 웹툰작가의 꿈을 간직하던 중, ‘내가 좋아하는 웹툰 콘텐츠

TOONSQUARE

를 내가 잘 아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렇게 동료 개발자 중

문화콘텐츠에 조예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꾸리게 됐죠. 아크릴화
페인팅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 감성의 최호섭(CTO), 영상 제작을 전공

한 김규철(CFO), 저(CEO), 이렇게 세 명이 만나 툰스퀘어의 공동창립
자가 되었습니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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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글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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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외부 크리에이터분들과의 제휴를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캐

글을 그림으로 바꾸어주는 기술로는 ‘텍스트 자동연출(Text to Toon)’ AI
기술이 사용됩니다. 문장 속 감정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글’에
서 ‘감정’을 파악해 캐릭터와 이미지를 구현해내죠. 이외에도 사람의 헤

어, 턱선, 얼굴형 등을 파악해서 캐릭터화하는 AI 비전(Vision) 기술도 적
용됩니다. 저희의 AI 기술을 통해 그림을 못 그려도 글과 아이디어만 있
다면 손쉽게 이미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용자의 마음을 투영하고 헤아리는 캐릭터를 구현하는 게 저
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투닝 서비스가 저마다의 이
야기를 마음껏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죠.

Q

‘툰스퀘어’ 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투닝에서 제공하는 모든 리소스는 툰스퀘어의 전문 디자이너분들과

릭터’로 불리는 캐릭터 콘텐츠의 경우, 작년에 특허 출원도 마쳤습니
다. 따라서 투닝의 단일 콘텐츠(예를 들면 캐릭터)를 타 디자인 편집툴
로 재가공하는 것은 저작권 규정에 위배되며, 무단공유·재배포·판매하
는 행위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투닝과 작가님들이 제작하신 콘

텐츠에 대하여 현 저작권법과 투닝에 명시된 저작권 규정을 통해 최
선을 다해 보호·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 투닝
내 리소스들이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창작과 협업의 결실이라는 점을

Q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로서 아이들이나 기업 교육용으로도 반응이 좋아요. 올해 AI 엑스포에

A부터 Z까지 전부 AI가 제작한 것일 때는 어느 정도 명쾌하게 적용할

감사한 경험이었죠.

Q

주로 어떻게 이용되나요?

투닝(tooning.io)은 웹툰 창작뿐 아니라 기업 마케팅용이나 학교 교육

수 있지만, 저작권은 투닝(툰스퀘어)에 귀속됩니다. 투닝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요소는 투닝 내에서만 편집 가능합니다. 투닝 무료버전은
해당 저작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유 및 게시 외에 교육적 목적

등으로 워터마크와 함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요. 단, 투닝으로 만든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유료 구독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투닝 저작권 규정 페이지(tooning.io)나 고객센터
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

니다.

Q

AI 기술을 통해 웹툰 창작의 다리를 놓아준 ‘툰스퀘어’의

저희는 AI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팀이다보니, 기술적으로는 저희의 주

투닝(tooning.io)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요소는 자유롭게 사용할

X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기 시작하면, 복잡해질 수 있는 논제라고 생각합

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등 수업도구로써 활용하기도 해요.

이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을까요?

E

수 있는 부분이지만, AI 외에 사람이 창작에 얼마나 개입했는가 하는

향후 계획과, 대표님께서 AI 웹툰 서비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

Q

T

작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으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기업에선 디자이너를 거치지 않고도 카드
뉴스, 포스터 등 손쉽게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죠. 또 교육용 책자나

세상을 바꿉니다.

AI의 창작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주체가 된 것을 저작물로 간주하기에, AI가 제작한

고객사로 참가했을 때 예상보다 큰 관심을 체감하게 됐는데, 벅차고

당신의 이야기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인들이 웹툰작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또 AI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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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제작에 이용되는 그림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글을 그림으로 바꿔
주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서비스를 고안하

글. 성유빈 사진. 이기세

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 AI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고,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지표
향상을 목표로 신규 사용자 유입과 매출 극대화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의 비전(Vision)문인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꿉

니다.”처럼, 투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고 소통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
다. 1% 창작자 뿐 아니라 99%의 대중들이 창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우측 링크로 들어가면
투닝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tooning.io

T

O

T

O

O

N

저작권 시야 넓히기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뉴스저작물
올바르게 이용하기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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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오진해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변호사
1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뉴스 콘텐츠 또한 그중 하나로 이슈

유튜버들의 등장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된 뉴스저작물

콘텐츠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콘텐츠가 왕성히

만들어지는 환경에 비해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저작권 인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작권은 침해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 이야기는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꾼들을 위한 올바른 뉴스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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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서의 뉴스 이해하기

뉴스 기사에 왜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사와
아닌 기사를 구분하기

뉴스저작물이란?

단순 사실 보도와 저작물로서의 뉴스 이해하기

아래에는 ‘산불’이라는 동일한 키워드로 작성된 기사 예시가 있

떻게 저작권을 가지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

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를 목적으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가 어

된 저작물을 의미하며, 뉴스의 형태에 따라「저작권법」

기 위해서는 단순 사실보도로서의 뉴스와 저작물로서의 뉴스를

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에 수록
제4조1항 각호의 예시에 따른 여러 가지 저작물로서 법
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저작물은 어떤 저작물에 속할까요? 뉴스저작물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문저작물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사진저작물

음악저작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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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저작물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단순 사실보도로서의 뉴스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의미하며 뉴스 기사 중 부고, 인사동정, 주식시세, 일기예보, 육하

습니다. 왼쪽처럼 산불 사고라는 단순 사고를 전하는 기사는 ‘사
다. 하지만, 오른쪽 기사처럼 산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해 기

자의 의견을 담아낸 기사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시사보도성 기사라 하여도 단순 사실의 나열을 넘
어서 심층 취재한 내용을 편집하여 기사로 작성한 경우 또한 저
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사실만을 전달하는가 아니

면 기자의 의견 혹은 편집이 포함되었는가로 구분해본다면 판단
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사는「저작권법」제7조5호에 의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
사보도’로「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

그 외의 기획기사, 칼럼,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도기사 등 작성자
가 취재·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거나 개인의 의견, 비평 등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악 및 음향

방송, 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및 보도한 뉴스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

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 보도 기사 예시 – 사건 사고 단신1)

저작물성이 있는 기사 예시 – 기획 기사2)

저작권법 제2조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불 1시간 만에 진화 완료” (강원도민일보 구민호 기자, http://

2)

“산불의 역설… 산불이 건강한 숲을 만든다?” (ScienceTimes 김준래 기자,

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0079)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2%B0%EB%B6%88%EC%9D%98-

%EC%97%AD%EC%84%A4%EC%82%B0%EB%B6%88%EC%9D%B4-

%EA%B1%B4%EA%B0%95%ED%95%9C-%EC%88%B2%EC%9D%84%EB%A7%8C%EB%93%A0%EB%8B%A4/)

저작권 시야 넓히기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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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물, 어떻게 침해되고 있을까?
뉴스저작권 침해 대표 사례

CASE 02

우리 생활 속에서 뉴스저작권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생활 속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CASE 01

관심 산업의 좋은 기사들을 묶어

A씨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41

블로그에 관심 기사를

B씨

업로드 하고 싶은
해설

“인기 있는 뉴스 기사 전체를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겠어.
출처 링크를 달았으니 괜찮을 거야!”

공중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 뉴스저작물을 무

단으로 복사하여 올리거나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
당됩니다. 그렇다면, 뉴스 전문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출처

를 표기하면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없이 출처만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업과 정책을
묶어놓은 좋은 기사들이 있네?
캡처해서 보기 편하게 파일로
묶어 우리 사무실 사람들 단체
메시지 방에 보내줘야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저작권법 제37조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보며 출

Blog

SNS

처만 명시하면 괜찮은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처표시 의무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우선
충족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

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
작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해설

저작권법 확인하기

SNS를 통해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회사 동료나

지인에게 전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주소, 즉 링
크를 단순히 공유하여 뉴스를 보도록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사
를 캡처하고 이를 파일로 묶어 보내는 행위는 저작자의 허락 없

이 무단으로 뉴스저작물을 복제·전송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
진다.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법」제2장 제4절 제2관(제23조에서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

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

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는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물
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7조의2] 적용 제외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저작권 시야 넓히기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CAS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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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판에
유관 기관 소식을 업로드하려는

C씨

글. 이은지 /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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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올려보자!
뉴스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개인적인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인 이익

뉴스의 저작권은 기자가 아닌 언론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나

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저작물을

스기사는 ‘업무상저작물’로, 기자 개인이 아닌 소속 언론사가 저

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때는 그 중 인용에 관한「저작권법」제28조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를 위해 정당
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

해설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사내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뉴

스를 복사하여 게재하는 것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뉴스저

작물을 복제·전송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

작권법」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가정 및 이에 준하
는 한정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내 게시판 등 이
용자가 한정된 공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복제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책을 복사하여

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

필기하거나, CD의 음악을 MP3로 추출하여 형제와 나눠 듣는 정도에
한정됩니다. 비록 외부인이 볼 수는 없더라도 사내 게시판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인트라넷 게시판에 뉴
스를 복사하여 올리는 행위는 복제에 이어 전송까지 이루어지는 행
위로 사적 복제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용이 지나쳐 원저작물이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결국 원저작물을 대체할 정도가 된다
면 정당한 범위도, 공정한 관행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
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
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뉴스저작권 합법이용 플랫폼

인 ‘뉴스토어’(http://www.newstore.or.kr)를 운영하며 기사 단
건이나 뉴스 데이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요 취재 현장의 생동감 있는 보도사진도 구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저작권이 보호되어야 저널리즘의 품질 또한 좋아질 것입니

다. 뉴스 또한 기자의 창작과 노력이 들어간 저작물임을 잊지 말
고, 뉴스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보아요!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언론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어, 주종관계로 분명히 구분해 인식 가능한 정도를 말합니다. 즉,
위해 이용자의 저작물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일부분 이용되어야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작자가 됩니다. 때문에 뉴스 기사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 안에서 부연, 예증, 논증 등을

저작권법 확인하기

요? 언론사 소속으로 일하는 기자가 언론사의 업무로 작성한 뉴

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는 무엇일까요? 정당한 범위란, 이용자의
저작물 중에 저작권자의 원저작물(인용된 저작물)이 일부 이용되

“유관 기관 기사를 사내에
공유하고 싶은데, 외부인이 볼
수 없으니 전체를 복사해서
게재해도 되겠지?”

뉴스저작물 구입하여 이용하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
뉴스토어
newstore.or.kr

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뉴스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뉴스저작권 신탁 관리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상담하기
전화: 02-2001-7791~7 / 이메일: news@kpf.or.kr

뉴스저작권 침해 상담은 보호원 홈페이지와 열린상담실(☎1588-0190)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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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 이크의 저 작권 이슈

글. 전수정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법학박사

유튜브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의 얼굴을 다른

이와 같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는 비평 또는 풍자에 원작이 이용

올해 초 아이유의 공연 영상을 해외 국적으로 보이는

대한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나 현재 유통되는 딥페이

연예인으로 교체한 짤막 영상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글. 전수정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법학박사

여성의 모습에 붙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TikTok)에 게시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DEEP LEARNING

DEEP FAKE

FACIAL MAPPING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딥페이크

결론적으로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변형을 가하여 딥페이
크 영상물을 제작·유통시킨 경우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다만, 원본 영상에서 출연자의 얼굴을 교체하여 작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저작권법 제16조)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동법 제22조)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출연자’를 해당 영상의
‘주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동법 제13조)에
해당 될 가능성도 높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딥페이크를 이용해 생성한 음란물’ 링크를 통해 연

+

결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법원이 50~60만 엔의 약식명령한 사례1)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FAKE

딥페이크 영상물은 패러디의 영역일까?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패러디를 떠올

리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는 면책되나, 법원은 패
러디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오
래된 사건이지만 서태지의 컴백홈의 가사를 개사했던 ‘컴배콤’의 경우

딥페이크(deep fake)란 인공지능 영상합성 기술의 하나로서,
조작기술(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를 활용하면 이미지나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안면매핑(facial mapping)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다.
딥페이크 관련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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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

되었다는 사실을 패러디 자체에서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하고, 원작에
크 영상물들의 경우 원작 그 자체로 오인 가능성이 높고, 비평 또는 풍자

보다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이거나 다른 목적으
로 활용되고 있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에 해당할 여지가 낮다.

그 밖의 권리침해 이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사대상 딥페이크 영상물(2019.9 기

준, 14,678건)의 96%가 성인물이어서2), 이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여부
에 논의가 아주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물에 출연한 연

예인의 목소리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딥
페이크 영상물에 다른 연예인의 초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영

상물에 등장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
능성이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탓에 우리 법원이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결론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참고로 국회는 올해 1월 15일 ‘초상등재산권(제123조부
터 129조까지)’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성문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치며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9년 개봉한 ‘제미니 맨’에서는 23세와 51

세의 윌스미스의 연기를 동시에 감상하는 재미와 생생함을 경험하게
해 준 것도 바로 이 딥페이크 기술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딥페이크 기술의 잠재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딥페이크 기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 그치고,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

용의 범위에 해당되는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
다(서울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2나57455판결).

1) “해적판 음란물에 유도, ‘리치사이트’ 운영자에 벌금 약식명령(동경신문,2020.12.09.)”,https://www.kyoto-np.co.jp/articles/-/442277참조.
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빅데이터로 본 딥페이크(Deepfake):가짜와의 전쟁」,2020.

우리 곁의 저작권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미국,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을 통한
불법 스트리밍 처벌 강화”
글. 문건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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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문건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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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비디오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것이 소비자들의

저작권자가 상업적 공연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불법적인 스트리밍도 성행하게 되었다.

것을 말한다. 영화가 상영시설에서 관람된 이후에 상영시설 밖에서

주된 콘텐츠 사용 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합법적 스트리밍 시장이

불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화와 같은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이를 중대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미국 법에서는 저작물의 스트리밍은 복제나 배

아직 미국 내에서 저작권자의 승인 하에 상업적으로 공연되지 않은
의 관람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물이 아직 공중에게 판매되기 전인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1)

포와 달리 중죄가 아니라 경범죄로만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시사점

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큰 반대에

의 대상으로 한다.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나 비영리적 활동, 의도

그러나 2011년 제안된 “Stop Online Piracy Act”(SOPA)와 같은 법안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 입법된 “합법 스트리밍 보호
법”은 개인이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하는 웹사이트 중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대상
을 정한 후 그러한 행위만을 중죄로 처벌하도록 입법되었다.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의 주요 내용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고의로 상업적 이익이
나 사적인 재정적 이익을 위해 공중에게 디지털 송신 서비스를 제

위 법은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중한 처벌
하지 않게 승인받지 않은 저작물을 스트리밍한 개인은 처벌 대상으
로 삼지 않는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도 처
벌 대상이 아니다. 앞선 법안들이 우발적으로 비디오나 음악을 스

트리밍한 개인들까지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힌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2) 다만 우리의 경우 저작권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특별
히 입법상 창작할 만한 것은 아니라 보인다.

공하는 것 중 다음의 것들이다. ①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통해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제공된 것, ②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디지털 송신의 방법에 의해 공연하는 것 이외

에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는 ③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연하는 데에 따
른 사용을 늘리기 위해 홍보되는 것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벌금형 또는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만
일 위반행위가 ‘상업적 공연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1개 이상의 저
작물과 관련되어 있고, 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에는 벌금형 또는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병과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연속될 경우에는 위 징역형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날 수 있다. ‘상업적 공연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저작물’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저작물, 영화, 다른 시청각저작물 또는 녹음물에 대해

2020년 12월, 미국 의회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Protecting Lawful Streaming Act of 2020)을 통과시켰다.
본고에서는 이 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 2319C조.

2) https://torrentfreak.com/us-passes-spending-bill-with-case-act-and-felony-streaming-proposal-201222/ 참조(2012. 4. 20. 마지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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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뒤에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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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정의 무대’를 시작으로 ‘일요일 일요일 밤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주부가요 열창’ 등 30여 년간 예능 작가로 활동해오셨는

‘섹션TV 연예통신’,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니다.

쥐어짜는 예능 작가들이다. ‘체험 삶의 현장’,

여러 굵직한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김진태 작가도
방송 포맷 하나를 내놓기 위해 매일 아이디어를

고민한다. 포맷은 방송의 뼈대를 이루고 작가의

저작권을 지지해주는 기둥이다. 그는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작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기둥을 세운다.

데요. 그동안의 창작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 부탁드립

저는 운이 참 좋은 작가입니다. 생선이나 육회 같은 ‘날’ 것은

입에도 안 대는데 프로그램은 날로 먹었다고 생각해요. 첫 프
로그램을 MBC에서 ‘우정의 무대’로 시작했어요. 포맷부터 전

체 구성까지 탄탄하게 잡혀있던 상태라 그야말로 ‘무혈입성’
한 셈이에요. 그때는 프로그램 당 작가가 2~3명이던 시절이었

어요. 제가 막내 작가로 가보니 사수가 임기홍 작가, 문은애 작

가였어요. 두 분 다 이미 ‘예능 판’에서 날아다니던 선수였죠.

최고 ‘베테랑’ 작가에게 방송을 배우고 첫 프로그램을 대형 프
로그램으로 맡다 보니 전반적인 방송 메커니즘을 빠르게 습득
할 수 있었어요. 100여 명가량 되는 ‘우정의 무대’ 스태프들이

각자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것도 행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도 프로그램 ‘운’, 선·후배 작가 ‘운’
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Q

최근 예능 작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책 ‘#예

능작가’를 내셨습니다. 책 소개와 출간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예능 작가로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상한 ‘허기’가 느껴지
더라고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원고를 써도 늘 텅 빈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이 허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보니 우리 예능 작가들은 ‘존재감’이
그리 없더라고요. 전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 뒤의 그림

자 같은 존재죠. 그래서 ‘그림자의 선명한 역할을 보여주면 좋
겠다.’ 생각하고 선·후배들과 상의를 했어요. 언젠가 우리 예능

작가의 이야기를 꼭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모두 ‘#예능작가’ 책
을 내는 데 동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0명 정도만 인터뷰하려

고 했는데 16명으로 늘렸어요. 그래도 아쉬워요. 아직 못다 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최고의 예능 작
가들이다 보니 인터뷰 시간을 잡고 만나는 시간까지 1년 반 정
도 걸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선·

후배 작가들이 호응도 잘해주셨고, 책을 출간하는 작업도 의미
있고 즐거웠어요.

저작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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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쓰는 작가와 달리, 예능을 쓰는 작가분들

아이디어의 줄을 타는 거죠. 그래서 늘 예능 작가들은 발

체중을 재요. 이때 계체에 실패한 선수는 2시간 후에나

작가님의 하루 일과나 프로그램 제작과정, 방송 전 준

새가 나오죠.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늘 날아다니다가 지

겠어요. 그만큼 힘들지만, 아이디어의 과정이 지나고 프

Q

은 매주가 창작활동의 연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비과정 등을 이야기해주세요.

예능 작가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종이비행기를 접는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를 접을 종이를 잘 골라야 해요. 그리
고 정성껏 잘 접어야 해요. 비행기가 완성되면 어느 방향

이 공중에 떠 있어요. ‘아비정전’의 장국영 대사 중 발 없는
치면 바람 속에서 쉰대.”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예능 작가들
은 ‘어? 우리 얘긴데?’ 할 수 있을 거예요.

Q

책에서 예능 작가를 ‘매일 달리는 사람들. 폐와

으로 던질지, 어느 높이로 던질지 정해야 하고요. 비행기

뇌와 종아리에 온통 아이디어의 근육이 붙은, 오직 한

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돌풍이

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예능을 제작하는 데 특

를 던진 다음에는 바람을 잘 타는지 지켜보고 응원해야 해

불어 곤두박질을 칠지, 순풍을 타고 멋지게 선회를 할지
종이비행기의 항로를 쉽게 점칠 순 없어요. 다만 비행기를
접어서 내 손을 떠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죠. 비행

기를 이리 접을지 저리 접을지, 어떻게 해야 잘 날 수 있을
지 매일매일 침대에서 침대까지 고민해요. 늘 머리에 프로
그램이 들어있어요. 사당패가 줄타기할 때처럼 집중하고

다시 계체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

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최대한 즐겁게 임하려고 해요. 같
이 일하는 팀원들도 프로그램에 목숨까지는 걸지 말자

고 얘기해요. 대신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고 해요. 그것
이 예능 작가의 기본이고 전부인 것 같아요.

길을 달리는 예능 마라토너’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주

Q

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만 똑같은 포맷으로 이름만 바꿔서 방영하는 ‘베끼

영감은 특별히 어디에서 얻는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어
요. 제 경우에는 ‘강박증’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TV 볼 때, 밥 먹을 때, 차로 이동할 때도 아이디어
만 생각해요. 마치 운동선수가 ‘계체량’에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보통 ‘복싱’의 경우 시합하기 3시간 전에

‘1박 2일’, ‘꽃보다 할배’, ‘복면가왕’ 등 한

국 예능이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
기’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에는 포맷을 IP

화하여 다양한 기획·창작자들과 협업하여 한국 방
송 포맷을 개발하고 국내외 배급사를 연결하는 회사
‘포맷티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예능 작가로서 이러
한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포맷을 개발하는 것이 예능 작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나 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 등과 같은 잘 나가

켜야 하고요. 드라마 부분은 작가에게 원작 저작권이 있

이라 하기엔 애매하다는 겁니다. 리얼리티가 유행이라

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더욱 예능 작가의 권리를 지
1

‘#예능작가’ 저자 김진태 작가
1

지만, 비드라마 부분에서는 포맷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어요.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MBC ‘복

면가왕’ 작가도 포맷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작
가 개인이 방송사를 상대하기엔 힘들어서 ‘한국방송작

가협회’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한발 한발 나
아가다 보면 비드라마 부분에서도 포맷을 인정받는 날

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만, 안 팔린다는 거죠. 포맷
해서, 트로트가 대세라 해서 그 흐름만 따라가선 안 됩

니다. 구매 욕구가 있는 프로그램 ‘포맷’을 개발해야 해
요. 포맷이 팔리면 그 저작권을 작가가 가질 수 있으니

까요. 포맷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관
건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예능 작가가 되고 싶은지 말

이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해요. 이미 큰 흐름은 시작됐

Q

생각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JTBC 슈가맨, 한끼줍쇼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만든 신

고, 작가 개개인들도 ‘IP'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겠다고

Q

방송 관련 저작권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능작가’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
권 이사 김기륜 작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MBC ‘복면
가왕’이 미국 예능프로그램의 7년 침체기에 ‘획’을 긋는

시청률을 냈다고 해요. MBC 콘텐츠 사업팀에서 팔았던

건데, 그다음에는 팔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MBC가

씀 부탁드립니다.

여진 작가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능 작가 1~2
년 차에는 돈이 없고, 3~4년 차에는 시간이 없고, 5~6년

차에는 친구가 없고, 7~8년 차에는 애인이 없고, 9~10년
차에는 싹수가 없고, 11년 차에는 ‘철’이 없다고 말했는

데요, 저는 예능 작가 30년 차가 넘으면 ‘꿈’이 없다는 말
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룰 것 다 이루고, 후회 없
는 예능 작가가 되는 꿈,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 예
능 작가로 남고 싶어요.

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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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Discord)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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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는 사용자들이 개인 커뮤니티 서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사진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

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디스코드 커뮤니티 서
버 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게임, 커뮤니티, 애니, 만화,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와 태그

- 신규 침해 사례 분석 -

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는 총 4,323개(’21.04.05 기준)의 서버가 개설되어 있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뮤니티 서버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 공개되지 않고 별도의 가입

디스코드(DISCORD)와
저작권 침해

절차를 두어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서버는 폐쇄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
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악용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카

글. 김찬솔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카오톡, 라인,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

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뽑을 수 있다.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흘렀으며 범죄 관련자들의 처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디스코드를 통해 여전히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디스코드(Discord)란?
2020년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뽑은 최고의 소셜 미디어
는 익히 알려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아닌 디스코드다.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앱으로, 게임을 즐
기는 사용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플랫폼이다. 2015년 출시하여

‘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레전드’ 등 온라인 게임의 성장을 동력으
로 10대와 20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2019년 2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1억 달러

(한화 약 1,100억)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
다. 초기 디스코드는 업무용 메신저 슬랙과 유사한 형태로 단순히

음성채팅과 일반채팅 기능만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게이머
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고 빠른 음성 채팅, 오버레이를

위주로 한 직관적이고 게임 친화적인 기능 등의 다양한 업데이트

를 통해 차별화를 이루어 냈다. 또한, 다양한 디스코드 봇을 지원하
여 게임 프로필 등을 제공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는 등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오버레이 업데이트 후에

는 화상통화와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만
의 커뮤니티 서버를 구축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 소

셜 미디어와 카페, 화상회의까지 가능한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인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디스코드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디스코드(Discord)와
저작권 침해

레코드
음악

그렇다면 디스코드 커뮤니티 서버 내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 커
뮤니티 서버 특성상 이용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
여서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타인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화면 공유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음악 봇을 이용하여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불법복제된 파일을 전송한다거나 커뮤니티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코드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 서버를 확인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았다. 확인 당
시 디스코드에는 8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였고, 98개의 인기 태그가 사이트

메인화면에 노출돼있었다. 그 중 음악 카테고리를 확인해보았더니 총 58개의

커뮤니티 서버가 확인됐으며, 58개 서버 중 일부는 국내 음악 외에도 팝을 틀어
주거나 곡을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등 다양한 음악 커뮤
니티 서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

노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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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송

게임할 때, 과제할 때, 일할 때 등.
나 대신 누가 노래 한 번 맛있게 들어줬으면 하지
않나요?
레코드 : RECORD 서버에서 대신 해드릴 게요!

레코드는 노래 듣는데 최적화된 서버로, 음잘알
DJ들이 노래도 들어줘서 내가 손까딱 안하고도
편하게 좋은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레코드 해보실래요?

이 서버에 들어가기
01. 커뮤니티 서버로 등록된 음악 서버

01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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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또한, 디스코드에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팅을 도와주거나, 서
버를 관리한다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등 다양한 디스코드 봇이 존재한다. 디

스코드 봇은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로봇을 뜻

하는데 디스코드 봇 중 음악을 틀어주는 봇은 그리비와 히드라 봇이 대중화되
어있다. 이러한 음악 봇은 다양한 명령어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해 있는 사
람들에게 유튜브 영상에 음만 가져와 재생해주거나 개인 음악 파일을 재생하

02. 디스코드 노래봇 중 하나인 히드라 봇
[출처 : hydra.bot]

02

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권한 없이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작권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
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스코드는 사람들과 게임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의

인적 유대관계가 없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디스

양한 커뮤니티 서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채팅 프로그램이자 다
만들어졌다. 그러나 커뮤니티 서버의 공유 기능을 악용

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발생한
다면 그것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
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

다음은 8개 카테고리 중 영화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았다. 총 23개의 커뮤니티 서버가 확인되었고,

이 중 무료 영화 다시보기 서버, 개인 NAS를 운영
하며 영화를 공유하는 서버 등도 확인되었다. 영

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영상을 함
께 공유하는 예도 확인되었다. 커뮤니티 가입 절

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내부적인 운영 상황은 파
악할 수 없었지만, 커뮤니티 소개 글을 보면 개인

NAS를 이용한 파일 내려받기, 음악 실시간 듣기

등 소개 글 만으로도 커뮤니티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영화
다봐
영화

영화다봐

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하기 위하여 예외적일 때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영화다봐
영화

다시보기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자유이용을 보장하는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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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규정 중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무료영화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

영화다시보기

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
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서버에 들어가기
03
03. 커뮤니티 서버로 등록된 영화 서버

다만,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

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 간에 강한 인적 유대관계
가 있는 소수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코드에서 음악 또는 영상을 게시하거나 재생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통
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본
인 스스로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둘
째, 타인의 콘텐츠‧이미지‧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

여서는 안 된다. 셋째,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를 지키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 추후 저

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다. 소셜 미디어는 다수 사람과 공유, 참여를 기본으
로 하므로 특히 저작권 침해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이
에 디스코드와 같은 폐쇄형 소셜 미디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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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에 의하여
비공개 로 전환된
블로그 애니메이션 게시물
글. 오진해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변호사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김애니 씨는 매주 수요일 방송하는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 A 블로그에 자주 들른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구독하고 있는 OTT서비스를 통해 정식으로 볼 수 있지만,
마냥 기다리자니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 방송 하루 만에
방송 내용을 그대로 스트리밍 해주는 A 블로그의 신세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A 블로그에 가니 올라와 있어야 할 최신화는 물론
이전에 방송된 분량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놀라서 다른 게시물을 클릭해
보니, A 블로그 운영자인 이공유 씨가 “저작권 신고가 많아 애니메이션을 모두
서로이웃공개로 돌렸습니다. 꼭 보고 싶은 분들만 서로이웃 신청해주세요.”라고
공지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블로그 게시글의 열람 제한 기능인
‘서로이웃’기능을 이용하여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게시글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불법인 것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굳이 서로이웃 신청까지
해서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아야 할지 이제야 조금 고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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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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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진해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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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일본 현지 방송으로부터

보호원이 신고 또는 자체 조사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을 발견

각종 OTT서비스들을 통하여 방영되는 작품도 있고, VOD서

정을 권고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어 자막으로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스에서 회당 몇백 원 가량을 주고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개인이 블로

그를 통하여 스트리밍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영상저작물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1)

외국의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저작
권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국내 방영 여부

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러한 불법복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게시물은 권리자가 게시하는 OTT 및

VOD서비스에 의한 제공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당
애니메이션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건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

이에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은 게시자에 의하여 비공
개 처리되거나, 서로이웃공개 등으로 공개설정이 변하거나,

또는 아예 삭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심의

위원회는 심의 당시 이미 삭제·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
는 삭제 등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의결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단순히 서로이웃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된 것에 불과한 게시물은 서로이웃으로 한정된 자들에
게 계속하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다시
전체공개로 전환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삭제·전송중단의 시정
권고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전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인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

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넷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국저
한편, 이공유씨와 같이 서로이웃 또는 아예 비공개로 게시물
을 전환하였다면 불법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상태

가 해소되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일까요? 한
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시정권고의 심의

를 요청하는 불법복제물들은 보호원의 관련 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이 실제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증

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
경고의 시정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있는지, 시정권

고에 의하여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와 같은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물론,
혹시 불법복제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 사실
관계 또한 검토합니다.

1)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

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

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

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

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친절한 바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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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사용 범위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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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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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CCL 제도를 알아보자.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글.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 등 저작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용하되,

조건으로, 라이선스에 반드시

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

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포함하는 필수 조항입니다.

수 없다는 조건으로, 영리목적

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차적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
다는 의미입니다.

내 이용조건에 맞는 CCL 설정하기!

CCL이란?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

CCL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Noncommercial
(비영리)

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자유이용 라이선

Q1

영리 목적으로의
사용을 허락하나요?

스로,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
니다.

일반적인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

Q2

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해 저작물에 적용하고,

Q2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하나요?

개별적 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로 진행되
하지만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Yes!
No!

Q3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나요?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하나요?
Q3

A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나요?

B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
사자 간 접촉 없이도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

CC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하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

*단, 영리이용불가

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만, 2차적저작물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에는 원 저작물

C

D

D.

CC BY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및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

F

E.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F.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하지만 2차적저작물 작성 시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

*단, 영리이용불가

적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이 허락됩니다.
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 영리이용불가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이 허락됩니다.

보호원 열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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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Q1. SW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

Q3. 현재에는 A 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SW를 개발하지만

조치가 필요할까요?

었을 경우, 기존 SW의 소스코드 등 세부 산출물을 제공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공저작물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열린상담실을 통해 일반 국민의

가.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작권 이슈 속에서 선정한 보호원 열린상담실의

저작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제작
한 자에게 귀속되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용허락 또
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에 의해서 저작물이

1분기 상담 키워드와 키워드 속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작되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종류와 제작의도 및 발주사와

글. 김태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사업자 간의 저작물 제작에 따른 기여도 등을 따져 저작권자
나.

가 달라지게 됩니다.

SW 개발과 관련한 용역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사에서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의 서류에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의 귀속조항을 명시합니다. 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
정부의 일반용역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의 목적인 SW산출물

SW개발에 따른 공공저작물 발생 시의 귀속 및 이용요건

저희는 정부기관이며 외주업체를 통해 SW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SW는 공공저작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 저작권을 발주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며, 별도
다.

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기관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1)에 따라
해당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이 되어 자유이용을 허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저작재산

권 양도계약 을 체결 후 저작권을 발주사 측으로 양도시킨
2)

뒤 공공저작물로서 외부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상담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저작물

#공공저작물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
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
등의 자료 일체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

서 별도의 제한사유가 아닌 경우 공공누리 조건 하에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정부기관의 저
작권정책 또는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누리집: https://www.kogl.or.kr/index.do

#이용허락

#저작권표준계약서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을

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배포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받은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원활한 저작권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내 자료공간 →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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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만일 SW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가 다른 저작물

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발생한다
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

SW 제작계약에서 발주자는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사
업자는 발주 내용에 따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SW
를 납품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기능적으로는 물론, 저작권 등

권리에도 하자가 없어야만 문제없는 이용이 가능한 완전한 계
약이행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사실을 찾아내기는 현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만일 저작권 침해

와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손
해 및 비용에 대하여 모두 책임진다는 조항을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상에 삽입해야 합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이를 바탕으로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업체 선정 시 B 업체가 선정되
야 하는데, 만일 A 업체에서 저작권을 행사하여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

앞서 언급 드렸듯이, 만일 저작권의 일체를 양도받게 된다

면, 저작권 전체를 발주사가 가지게 되므로 위의 사항은 무리
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여전히 두 당사자에게 있다면
SW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산출물의 저작권도 공동으로 행사
하므로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부에 산출물을 제

공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사유로 인해 SW의 유지보

수에 제약이 걸리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사항에서 개
발에 따른 소스코드 등을 SW와 함께 제출할 산출물로 포함

시키고, 사전 계약사항에서 유지보수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

는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
의 사항을 삽입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때에는 반대로 B업

체와의 계약에서 기존 소스코드의 분석 및 활용은 해당 SW
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하
는 경우 저작권 침해사유가 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1)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

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
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

로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 중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
서’를 활용할 수 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저작권 보호 상담은 보호원 홈페이지와
열린상담실(☎1588-0190)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보호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일자리 창출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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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TOGETHER

저작권 보호 이야기

제41회 ‘장애인의 날(4. 20.)’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

을 맞아 장애인 고용 촉진과 교육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면서 저작권 보호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

다. 건전한 저작권 산업을 위해 손을 맞잡은 파트너십 현장을
함께 살펴보자.

협약 주요내용

PA R T N E R S H I P

1
2
3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6000만 달러로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산

업의 뿌리가 저작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히 킬
러콘텐츠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

하 공단)은 한류콘텐츠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업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의 날(4. 20.)’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을 맞아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
원과 공단은 한류콘텐츠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
고, 경쟁력 있는 저작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인력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

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보호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
사의 공동개최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감시 모니터링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장애인의 일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한편, 올해에도 보호원은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장애인 채용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한 서류 전형은 오는 5월 11일(화)까지 공단에서 이메일로 원서접수를 받고, 면접 전형을

통해 6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과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상생과 건전한 저작권 시장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기대해본다.

주요 식순

행사 시작 공표 및
주요 MOU 체결 내용 설명

각 기관 대표 인사말씀 및
MOU 체결(협약서 교환)

기념 촬영 및 마무리

저작권 보호 이야기

KCOPA News

C STORY

KCOP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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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저작권 보호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 속 저작권의 중요성, 우리 만화로 세계에 알린다

저작권보호원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비에스(EBS)툰과 모두의툰 누리

(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지*(WIPO Wire, ’21. 4. 8. 발간) 등을 통해 이번 만화 발행 소식을 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만화(웹툰) ｢꿈을 그려가요(글·그림 이영욱)｣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
행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식재산 정책, 서비
스,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이다. 193개 회원국이 균형 잡힌 국
제 지식재산(IP) 법체계를 개발해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며,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 이용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유한 지식재산 정보 지
식은행에 대한 무료 접근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

력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세계지
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 존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재권존중국과 지식재산
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9∼’20년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뽀로로 만화 영상 제작 [세계지식재산기구,
문체부 저작권국, 아이코닉스(ICONIX)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용 가능] 등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 3개 언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저

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웹툰) 제작 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가로

도 활동하고 있는 이영욱 변호사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
된 ｢꿈을 그려가요｣에는 초·중등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
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굴이와 나링 남매의 모험

을 통해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다양한 국가·지역의 이용
자를 고려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 문체부 공식 네이
버 블로그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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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

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드라마, 예

받을 수 있다.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제도 이용 지원제도>

집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소식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내 지식재산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만화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지원

소개하는 등 만화의 국제적인 활용을 위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 https://mailchi.mp/wipo/wipo-wire-tech-trends-reports-finds-big-growth-in-assistivetechnologies-ip-day-toolkit

세계 어린이들이 저작권의 귀중함을 알게 되기를

이영욱 변호사는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이런 귀중한 일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했고, 웹툰 종주국인 한국 사람으로서 ‘웹툰 제작 사
업’에 참여해 참 자랑스러웠다.”라며, “아무쪼록 이 만화로 세계 어린이

들이 저작권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면 무엇보다 기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
지식재산기구, 우리나라 전문가와 협력해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

를 제작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 만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지역의 어
린이들을 포함한 독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침해 근절의 필요
성에 공감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에 관한 관심도 키워나갈 수 있
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올 5월까지 연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

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개인이나 기업이 2021년 3월 1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

항 목

지원 내용

행정 비용(신청비)

무료로 이용

변호사 선임 비용

당사자별 최대 미국달러(USD) 1,500
[사건당 최대 미국달러(USD) 3,000]

조정인 비용

무료로 이용

능,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국
제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유통 주기가 짧은 콘텐츠의 특성

을 고려할 때, 소송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
정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향후 조정제도 이용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업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
다.”라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절차 및 이용 사례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으며, 이 기구의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

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

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절차>
WIPO 조정 신청 접수

조정 합의
(WIPO 조정규칙 제3조)

일방 당사자의 신청
(WIPO 조정규칙 제4조)

양당사자 조정 합의 체결

하고 있으며,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통해 저작권 및 콘텐츠

조정인 선정

* 저작권,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방송, 공동제작, 유통, 엔터테인먼트, 영화, 매체(미디어),

조정인과 당사자와의 사전 조율
조정 회의 기일 지정 및 사전 문서 교환 합의(필요한 경우)

에 대한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라이선싱, 음악, 방송프로그램 형식(텔레비전 포맷),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등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 진행, 약 70%에 이르는 조정 성립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연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정 사건 성격에 따라 한국인 또는 외국인 조
정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정 언어 또한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등을 선택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며,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중 화해에 이른 비율

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것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방법 안내

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

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

감정팀, adr@copyright.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

조정합의 미체결

조정회의
절차 관련 기본 규칙에 대한 합의 후, 분쟁 쟁점 정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 탐색을 통해 합의안 도출 및 평가
조정 합의 종료
화해 합의

사례 종류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방송프로그램
형식 (TV 포맷)

조정 종료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사례>
조정 배경 및 결과

배경 중동 및 미국 기반의 신생기업(스타트업) 간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로 조정인 선임, 온라인 조정 진행
결과 조정인 선임 후 2개월 만에 분쟁 해결

배경 유럽 제작사 간 퀴즈쇼 방송프로그램 형식 관련 분쟁 발생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인 선임
결과 조정인과 하루 동안의 조정회의 후 분쟁 해결

배경 유럽 회사 간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제작 후 계약상 예산

책임과 지급 분담에 관한 분쟁 발생
다큐멘터리 영화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인 선임
공동제작
결과 조정인과 하루 동안의 조정회의 후 분쟁 해결, 조정 개시 후 한
달 만에 조정성립

C STORY가

분기별 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새롭게 변신한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를 살펴볼까요?

1

분기별로 찾아가는
C SOTRY

사랑하는 부모님께
정품으로 효도하자!
따뜻한 어버이날, 정품 음악 콘텐츠를 부모님께 선물해주세요.

한번 받은
정품 콘텐츠
여든까지 간다

보다 깊이 있고 폭 넓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담다
2

다양하게 만나는
C STORY 콘텐츠

C STORY를 웹진과 카드뉴스,
뉴스레터, 영상으로 만나다

이벤트 기간 : 2021년 5월 3일~ 5월 14일

당첨 결과는 5월 18일 보호원 공식 블로그에 공지됩니다.

블로그 게시물을

저작권 보호 전문지

정품 효도를 응원하는 댓글 남기기!

당첨 확률이 두 배!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C STORY 웹진
저작권 관련 최신 동향, 법률 지식,
보호원 소식까지

유익한 정보로 가득한

한국저작권보호원 <C STORY> 웹진.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C STORY 지금 바로 만나러 가기
구독신청

블로그

블로그
게시물
바로가기

①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www.kcopa.or.kr) 접속

② 사이트 상단의 ‘정보자료’ → ‘간행물 신청’ →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C STORY
구독신청
바로가기

C STORY를 구독하면

한 번 다운으로 평생 들을 수 있는

MP3 10곡 다운 이용권! (총 20매)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중복참여는 1회 참여로만 인정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연락처)는 상품 발송 후 모두 파기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dal_jw@daum.net 으로 문의 바랍니다.

